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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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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해주기에 이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관련 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인
추적조사 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분석 모형을 검증하
였고, 분석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예비 귀농･귀촌 교육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활발하다.
둘째 귀농·귀촌인 자치 모임이 활발할수록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가 활발하다. 셋째, 신
규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교육 참여가 활발하다. 넷째, 농업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귀농·귀촌인일수록 교육 참여가 활발하다. 다섯째, 귀농·귀촌인의 성별, 연령, 학력, 영농승
계여부 등은 선행연구와 달리 교육 참여의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더불
어 후속 연구로서 귀농·귀촌인의 심리특성, 교육기관, 강사,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한 귀
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요인 분석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 영향 요인

■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PJ00998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마상진(msj@krei.re.kr)

84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8권 제2호 (2016. 6)

I. 서론
글로벌 경제위기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과 맞물려, 최근 많은 도시민들이 또 다른 삶의 대
안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2015)에 따르면 2014년 귀농·
귀촌 가구는 총 44,586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0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지원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
제를 개선하고 고령화·과소화 되어있는 농촌 지역에 신규 인력이 진입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
기를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혁신적 인적자원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
만, 상당수가 농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회귀하고 있다. 기존의 관련 언론보도나
조사 연구를 종합하면 대체로 5~10%의 귀농･귀촌인들이 역 귀농･귀촌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철민 외 2011; 장민기 외 2014;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2016; 채상헌 2013). 귀농·귀촌
인들은 농촌 현장에서 자금 부족, 일자리 부족, 지역민과의 갈등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은 이들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문호 외(2012)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정보 및 교육 부족(응답자의 70.5%)을 꼽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
촌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김성아, 2012; 마상진, 2012; 마상진 외, 2014). 귀
농·귀촌 준비 단계에서의 교육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후의 정착 과정에서 영농
계획, 농기계·농장시설 관리, 생산관리, 작물재배·사육기술,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
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김성아, 2012). 그리고 구체적인 품목별 기술
교육이나 농가농장체험 등에 대한 내용보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귀농·귀촌
정착자금융자나 정부의 귀농·귀촌 제도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다(마상진, 2012).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고 현장의 요구도 많지만, 관련 연
구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귀농·귀촌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하게 이뤄졌지
만,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 동기, 유형, 정착상의 일반적 애로 사항과 관련된 것이 대부
분이고, 귀농·귀촌인의 교육을 주제로 접근한 연구는 드물었다. 송용섭과 황대용(2010)의 농
촌진흥청 수도권 도시직장인 귀농교육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고상환과 김동현(2011)이 제주
지역 귀농귀촌 교육참여자에 대한 특성과 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 이밖에 몇몇 학위 논문
(권민정 2014; 김성아 2012; 김영곤 2014) 등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이 다루어졌지만, 모두
특정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에 그치고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장치인 만큼,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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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 향상에 있어 관련 연구의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전반적 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
여에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좀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의 교육 참여를 촉진
하고, 귀농·귀촌 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현황과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에서의 생활 경험 및 타 산업분야
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경우 이들의 농업·농촌에 적응
하는 것을 돕는 교육을 귀농·귀촌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국귀농운동본부가 1990년대 설립
된 이후 본격화된 귀농·귀촌 교육은 정부가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좀 더
다양한 주체의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귀농･귀촌 교육은 정부기관 주
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크게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귀농·귀촌 교육과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의해 추
진되는 영농정착기술교육과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농정원 주관 하에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는 귀농·귀촌 교육은 주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
으로 한 교육1)으로 기본마인드 및 생활기술, 품목기초, 창업계획 및 농촌살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크게 귀농창업 탐색형(단기합숙), 귀농창업 실행형(장기합숙), 귀촌창업 탐
색형(단기합숙) 등으로 나뉜다. 2016년 현재 33개 기관에 의해 3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온라인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인력포털(Agriedu)에서 제공되며(총 71개 과정) 교육유형은 농업경영, 품목기술, 정보화,
유통식품, 귀농·귀촌, 농촌, 소비자 등이 있다.
영농정착기술교육은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을 위한 것으로 도농업기
술원(8개소) 및 시군농업기술센터(77개소) 등에서 운영하며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촌생활적용 교육 등이 실시된다(총 40시간 교육).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농촌진흥기관의 관

1)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교육이지만 귀농 귀촌 초기 단계의 사람들도 이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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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에 각 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등에서 의해 수
행되는 교육이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귀농인의 연수작목별 현장실습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3∼7개월, 년
간 총 800시간)된다2).
귀농·귀촌 교육에는 귀농･귀촌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존의 농업인들이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실제로 귀농･귀촌인들 다수가 기존 농업인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상당수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를 통해 토착민과의 교류의 기회를 가지
기를 기대한다.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그 현황을 살펴 보면 농정원 주관 하에 이뤄
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경영, 농촌개발 거버넌스, 6차산업, 친환경농축산업 등의 분야에
민간공모로 추진되는 기술교육, 특작, 채소 한우 등 14개 품목 분야별 현장실습교육(WPL), 농
업마이스터대학 등이 있다(<표 1> 참조). 농촌진흥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농업인 교육은 농촌
진흥청 산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농업인 교육 외에도,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뤄지는 지역특
화소득품목교육, 전문농업정보교육, 기계화영농사교육, 신규농업인농기계교육, 일반농기계교육,
여성농업인과제교육, 천적이용 해충방제교육, 맞춤형생산자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이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농업인 대학 교육, 품목별 단기 교육, 실용기술교육 등이 있
다(<표 2> 참조). 이밖에 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의 공공교육 그리고 농협
주관의 조합원 교육과 기타 민간기관 자체 주도의 농업인 교육이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귀
농·귀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강화될 전망이다(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2015; 농촌진흥청,
2015).

<표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의 농업인 교육 현황
과정명
주요 교육내용
공모교육
창업·경영, 농촌개발 거버넌스, 6차산업, 친환경농축산업 등
실습중심(WPL) 전문교육
특작, 채소 한우 등 14개 분야 현장실습교육
농업인 국외훈련
창업·경영, 농촌개발 거버넌스, 6차산업, 친환경농축산업 등
5개 분야(토마토, 낙농, 양돈, 파프리카, 6차산업) 해외 전문가
해외전문가 초빙·방문연수
초빙·방문연수 교육
품목특화 전문교육
토마토대학 품목특화 전문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9개 대학, 100개 품목 전공 교육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활용 교육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활용 및 보수 교육
온라인교육
농업경영, 품목기술, 유통식품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5)

과정수
193
248
8
5
1
100
9
91

2)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3∼7개월),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수당(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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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촌진흥기관 주관의 농업인 교육 현황
제공주체
교육 프로그램
도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전문농업정보교육, 기계화영농사교육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농기계교육, 일반농기계교육, 여성농업인과제교육, 천적이용 해충방제교육,
(9개) 맞춤형생산자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시군농업 농업인 대학 교육, 품목별 단기 교육(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현장교육, 수출품목 교육,
기술센터 경영·마케팅Ⅱ), 실용기술교육(새해농업인 실용교육, GAP교육, 정보화 교육 Ⅱ, 농산물 가공Ⅱ,
(156개) 농기계 Ⅱ, 농약안전관리, 경영·마케팅Ⅰ)
자료: 농촌진흥청(2015)

2. 교육 참여 요인 관련 선행연구
농업인,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참여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
에 관련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농업인 교육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로 마상진(2006)은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영
농 관련 특성(영농작목, 취농형태, 영농경력,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유무) 등을 제시하였
다. 이 중 연령,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영농작목, 취농형태 순으로 교육·훈련 참여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마상진(2014)은 다시 한번 농업인 교육 참여 실
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면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귀농여부, 교육동기)과 영농특성(영
농품목, 취농형태, 영농경력, 영농규모, 생산자 조직 활동 유무)이 교육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 영농규모, 교육 참여동기(학습지향, 목표지향), 취농형태 등을
교육 참여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마상진･김강호(2014)는 농촌주민의 평
생학습 참여 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평생학습 참여 정도(빈도) 및 학습투자(참여시간, 개인
부담비용)에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연소득, 컴퓨터 활용능력, 학습욕구), 거주지역 특성
(지역유형, 지역규모, 지역권역) 등이 관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이준학(1998)은 농업인
의 농민교육기관 교육 참여 요인 연구에서 참여촉진요인(전문성 향상, 외재적 기대, 인지적 관
심, 현실도피·변화추구, 사회인간관계 증진, 기관·제도적 지원), 참여장애요인(상황적, 사회심
리적, 기관·제도적),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연령, 가족수, 경지규모, 영농만족도)을 제시하였
다.
평생교육 참여 요인 관련 연구로, Cookson(1986)은 평생교육 참여를 예언하는 요소들로
외적 상황, 사회적 배경 및 역할, 인성 특성, 지적 능력, 소유한 정보, 태도적 성향, 상황적 요
인 등을 제시하면서, 이 중 교육 참여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적 성향과 소
유한 정보이며, 개인이 처한 상황은 학습자의 참여 행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라고
하였다. Henry와 Basile(1994)은 평생교육 강좌의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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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간관계, 일반적 관심, 교육비 부담, 최근의 생활 변화, 기관 장애물 등이 비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라 보고하였다. 곽삼근 외(2003)는 평생교육 참여결정과 참여지속결정에 관한
이론들을 분석·정리하여 이 모두에 관련된 요인들로 학습자의 배경 특성, 학습자의 사회경제
적 특성,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학습자의 학습환경 특성, 교육기관의 특성, 프로그램의 특성,
교육기관의 환경 특성, 제도적·사회적 특성, 교육경험 등을 제시하면서, 개인특성은 상당 부분
학습자의 외부 여건이나 제도 개선, 교육기관의 노력으로 해결·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임언(2006)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OECD의 직업기초능력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
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결정 요인으로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단체 활동 참여 등을,
참여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79.2%), 비용부담(38.6%), 가사 및 육아(37.6%) 등을 보고하
였다. 최운실(2006)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의 전반적 특성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면서,
참여 장애요인으로 시간부족, 정보부족, 경제적 부담, 거리 등을, 참여 결정요인으로 교육내용,
시간, 거리, 교육비 등이 있으며, 참여 특성과 관련 요인은 개인특성인 성, 연령(생애주기), 학
력, 직업 유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혜정(2009)은 여성가족패널조사
를 활용하여 기혼 성인여성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요인을 분석하면서, 개인 특성(교육수준,
취업여부, 건강상태), 가정환경 특성(자녀양육부담, 가사노동시간, 가족가치관, 남편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경제상태), 사회자본, 인구학적 특성(연령 코호트) 중에 가족가치관, 사회자본을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장은숙 외(2015)는 성인 여성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AHP 분석을 하여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면서, 성인 여
성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은 좋은 프로그램, 배움에 대한 열정, 자격증 취득, 시간적 여
유, 소속감 및 인간관계유지, 편리한 교통 접근성, 쾌적한 시설, 합리적 수강료, 질 높은 강사
진, 직원 친절성 등으로 보고하였다.
직업교육·훈련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로, 손준종(2004)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
인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였는데, 나이와 교육수준이 직업교
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기업규모, 취업의 안정성 또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주섭(2002) 역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직업훈련
참가실태와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직업훈련 참여 결정 요인으로 개인특성(성
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사업장특성(노조참여, 고용형태, 산업분류, 직종, 사업장규모)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연령, 학력, 노조참여, 고용형태, 직종, 사업장규모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판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장원섭(2000)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전체 성인과 근
로자로 나누고 각 대상별 직업교육(직장연수, 직업훈련) 참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은 성별, 연령, 교육연수, 교육기회 충족, 취업 등이 근로자는 성별,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등이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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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참여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성인의 교육 참여에
는 교육 참여 요인은 크게 개인 일반 특성, 가정환경 특성, 사회 및 지역 특성, 학습 심리적 특
성, 학습 환경 특성, 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표 3> 참조).

<표 3> 교육참여 관련 선행연구 종합
구분
개인 일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수입
특성
건강 상태 등
가정 환경 자녀양육, 가사노동, 가족가치관
특성
등
사회 및 지역 사회적 배경, 제도적 지원,
특성
지역특성 등
학습심리적 학습동기, 교육에 대한 태도,
특성
중요도 및 만족도, 기대감 등
시간부담, 비용부담, 학습에 관한
상황적 변인 등
학습 환경
특성
영농작목, 취농형태, 영농경력,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등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평판, 비전,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결과
특성
활용 등

선행연구
마상진(2006), 마상진(2014), 마상진 외(2014), 이준학(1998),
Cookson(1986), 곽삼근 외(2003), 임언(2006), 최운실(2006),
구혜정(2009), 손준종(2006), 김주섭(2002), 장원섭(2002) 등
곽삼근 외(2003), 구혜정(2009),
마상진 외(2014), Cookson(1986), 곽삼근 외(2003), 임언(2006),
최운실(2006), 구혜정(2009), 장은숙 외(2015), 손준종(2006),
김주섭(2002), 장원섭(2002)
이준학(1998), Cookson(1986), 곽삼근 외(2003)
Henry&Basile(1994), 장은숙 외(2015), 손준종(2006),
장원섭(2002)
이준학(1998), Cookson(1986), 곽삼근 외(2003)
Henry&Basile(1994), 임언(2006), 최운실(2006), 장은숙
외(2015), 김주섭(2002), 장원섭(2002)
마상진(2006), 마상진(2014), 마상진 외(2014), 이준학(1998) 등
이준학(1998), Henry&Basile(1994), 곽삼근 외(2003),
최운실(2006), 장은숙 외(2015)

III. 연구방법
1.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았다. 개인특성, 귀농․귀촌이전특성, 귀농․귀촌이후특성 등
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교육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검
토 및 분석대상 원자료의 관련 변인 획득 가능성 등에 검토를 통해, 이 연구에서 분석할 귀농·
귀촌인의 교육 참여 관련 요인으로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연소득), 귀농․귀촌 이전 특성(영
농승계여부, 귀농․귀촌여부, 예비 귀농·귀촌 교육 참여시간), 귀농․귀촌 이후 특성(귀농·귀촌이
후 생활기간, 농업 전문성, 경제활동: 생산자조직활동, 영농규모, 지역사회특성: 지역내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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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임 활성화 정도,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지원정도 등) 등을 도출하였다.

- 성별
- 연령
- 학력

독립변인
<개인 특성>

<귀농․귀촌 이전특성>
- 영농승계여부
- 귀농․귀촌여부
- 예비 교육참여 시간
<귀농․귀촌 이후특성>
- 귀농․귀촌생활기간
- 농업전문성
- 경제활동: 생산자조직활동, 영농규모
- 지역사회특성: 지역내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정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자체 지원 정도

종속변인

교육
참여
일수

[그림 1] 귀농 귀촌인의 교육 참여 분석 틀
2. 분석자료 및 변수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귀농·귀촌자 장
기추적 조사(2년차) 원자료였다3). 이 조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
며,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총 814명이 응답을 하였고,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남성이
84.4%(여성 15.6%), 40세 이하가 7.8%, 41~50세가 27.3%, 51~60세가 42.9%, 61세 이상
이 22.0%였다. 지역으로는 경기·강원이 14.2%, 충청권이 20.2%, 전라권이 26.9%, 경상권
이 38.7%, 학력은 중졸이하가 5.6%, 고졸 27.8%, 전문대졸 12.2%, 대졸 44.7%, 대학원이상
이 9.7%였다.
분석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보면 <표 4>와 같았다. 학력은 6단계로 측정되었으며 토빗
회귀분석에는 6단계 값을 교육연수로 환산한 값을 투입하였다.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은
2016년에서 귀농·귀촌연도를 뺀 값이었다. 농업전문성은 경영, 마케팅, 홍보·정보화, 농촌관
광, 품목생산, 상품기획·개발, 품질관리·위생, 고객서비스, 교육·조사·연구, 마을개발·주민

3) 이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마상진 외(2015)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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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등 10개 세부 전문성 영역에 대한 5점 척도(1=매우낮음, 2=낮은편임, 3=보통, 4=높
은편임, 5=매우높음) 응답값의 평균이었다. 영농규모는 품목별 판단기준표4)에 근거하여 응답
자가 자가 판단한 5단계(소뮤모, 중소규모, 중규모, 중대규모, 대규모)로 응답한 값, 귀농·귀
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와 지자체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도는 5단계 응답값(1=전혀없
음 ~ 5=매우많음)이었다. 성별, 영농승계여부, 귀농·귀촌여부, 생산자 조직활동 여부 등 각각
더미화 남성, 승계하지 않음, 귀농, 생산자조직 미활동 등을 기준으로 더미화하였고, 연령, 예비
귀농·귀촌 교육 참여시간 등은 응답자가 직접 응답한 시간값이었다. 한편 종속변인인 교육참
여일수는 8단계 응답값(1=참여없음, 2=1~5일 미만, 3=5~10일, 4=10~20일, 5=20~30일,
6=30~60일, 7=60~90일, 8=90일 이상)이었다.

<표 4> 분석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인
특성
귀농
귀촌
이전
귀농
귀촌
이후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영농승계여부
귀농․귀촌여부
예비 교육 참여 시간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
농업전문성
생산자 조직활동
경제
활동
영농규모

변인 정의
0=남성, 1=여성
연령
교육연수 환산값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4년제대졸=16,
대학원이상=16)
0=승계하지 않음, 1=승계함
0=귀농, 1=귀촌
예비 교육참여시간
2016-귀농․귀촌연도
경영, 마케팅, 홍보 정보화, 농촌관광, 품목생산, 상품기획 개발,
품질관리 위생, 고객서비스, 교육 조사 연구, 마을개발 주민조직화 등
10개 세부 영역에 대한 전문성 정도(5점척도)의 평균
0=미활동, 1=활동(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품목별 판단기준표에 의거 1=소규모, 2=중소규모, 3=중규모, 4=중대규모,
5=대규모
(표 계속)

4) 품목별 영농규모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품목
쌀
사과/배/포도
복숭아/단감/귤
절화류
분화류
시설
노지
인삼
한우
젖소
양돈
닭

소규모
3,000평미만
600평미만
900평미만
300평미만
300평미만
600평미만
900평미만
1500평미만
15두미만
10두미만
160두미만
8천수미만

중소규모
3천～9,000평
600～2100평
900～3천평
300～900평
300～600평
600～1500평
900～1500평
1500～4500평
15～50두
10～30두
160～500두
8천～2만5천수

영농규모 판단기준
중규모
9천～1만5천평
2100～4500평
3천～6천 평
900～1800평
600～900평
1500～3천 평
1500～4500평
4500～1만평
50～100두
30～50두
500～1,500두
2만5천～5만수

중대규모
1만5천～3만평
4500～7500평
6천～9천평
1800～3천 평
900～1500 평
3천～6천 평
4500～6천평
1만～2만 평
100～170두
50～90두
1,500～2,500두
5만～9만수

대규모
3만평 이상
7500평 이상
9천 평 이상
3천 평 이상
1500평 이상
6천 평 이상
6천 평 이상
2만 평 이상
170두 이상
90두 이상
2,500두 이상
9만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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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귀농
․귀촌인 모임 활성화
귀농 지역
정도
귀촌 사회 지자체의 귀농
․귀촌인에
이후 특성
대한 지원
교육참여일수

변인 정의

1=전혀 없음 ～ 5=매우 활발
1=전혀 없음 ～ 5=매우 활발
1=참여없음, 2=1～5일 미만, 3=5～10일, 4=10～20일, 5=20～30일,
6=30～60일, 7=60～90일, 8=90일 이상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에 따라 분석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귀농·귀촌
인의 교육 참여 실태는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 구명을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분석과 토빗(tobit) 회귀분석 분석
을 실시하였다.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 분포가 좌측 절단
(left-censoring)된 자료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5). 분석에는 STATA 12.0을 활용하였고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현황 및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분석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 인원의 79.4%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1~5일 미만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2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10~30일 미만(18.7%),
30~90일 미만(16.6%), 5~10일 미만(12.1%), 90일 이상(11.6%) 등의 순이었다(그림 2 참
조). 통계청(2014) 조사에 의하면 농업인 중 지난 1년간 교육 참여가 있는 농가는
41.4%(1~5일 35.8%, 5~10일 4.0%, 10일 이상 1.6%)로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가 일반
농업인 보다 활발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마상진(2014)도 농업인 중에서도 귀농자 출신이 비귀
농자 출신보다 교육 참여가 활발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5)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보이지 못하고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 일수이 없는 경우(=0)처럼 한쪽 극단 값이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많은 경우(좌측절단, 우측절단)에는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 토빗분석이 더 적합하다(우석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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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
귀농·귀촌인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교육 참여 현황은 <표 5>와 같았다. 성
별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를 보면, 교육 미참여자는 여성(24.5%)이 남성(19.1%)보
다 많았으며, 교육 참여 일수가 90일 이상일 경우 역시 여성(16.0)이 남성(11.1)보다 높았다.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를 보면 젊은 귀농·귀촌인일수록 교육 참여가
활발하였다. 40세 이하의 경우 90일 이상 교육 참여자가 13.2%, 41세~50세의 경우 12.9%,
51~60세의 경우 12.1%였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8.7%였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도 교육
참여 일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를 학력에 따라 보
면 교육 미참여자는 전문대졸 15.7%, 중졸이하 15.8%였으나 4년제 대졸 이상은 20.8%, 고졸
은 21.2%로 높았다. 90일 이상 교육 참석자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전문대졸이나 4년제 대졸 이상은 각각 15.7%. 13.2%였으나, 중졸 이하는 2.6%에 불과하
였다.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학력에 따른 교육 참여 일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존 농업인의 교육 참여 관련 연구(마상진, 2006, 2014)를 보면 성, 연령, 학력에 따
라 교육 참여의 차이가 있었는데,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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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시간 현황
교육 참여시간
구분
1
～5일 5～10일 10～30일 30～90일
없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72 110 103
남 (19.1101) (20.1162) (12.5)
(19.1) (17.9)
성별
26
21
12
여 (24.5) (19.8) (11.3) (17.199) (10.114)
6
8
9
40세 이하 (22.126) (20.118) (11.3)
(15.1) (17.0)
25
30
31
41～50세 (21.390) (19.379) (13.4)
(16.
1
)
(16.
7)
연령
49
54
38
62
52
51～60세 (16.8) (18.5) (13.0) (21.2) (17.8)
개인
특성
15
29
22
61세 이상 (24.360) (23.353) (10.0)
(19.3) (14.7)
중졸이하 (15.68) (31.126) (7.39) (23.97) (18.74)
29
43
24
고졸 (21.402) (18.355) (15.3)
(22.
8
)
(12.
7)
학력
13
11
11
14
21
전문대졸 (15.7) (13.3) (13.3) (16.9) (25.3)
4년제대졸 77
79
40
63
62
이상
(20.
8
)
(21.
4
)
(10.8)
(17.
0
)
(16.
8)
*p<0.05, **p<0.01, ***p<0.001

(단위: 명, %)
90일
이상
64
(11.1)
17
(16.0)
7
(13.2)
24
(12.9)
37
(12.7)
13
(8.7)
1
(2.6)
18
(9.5)
13
(15.7)
49
(13.2)

합계
575
(100.0)
106
(100.0)
53
(100.0)
186
(100.0)
292
(100.0)
150
(100.0)
38
(100.0)
189
(100.0)
83
(100.0)
370
(100.0)

χ²

(df/sig)
6.333
(5/0.275)
9.456
(15/0.852)

22.590
(15/0.093)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 이전특성(영농승계 여부, 귀농･귀촌 여부, 예비 귀농·귀촌 교육
참여 참여시간)에 따른 교육 참여시간 현황은 <표 6>과 같았다. 영농 승계여부에 따른 교육
참여 일수를 보면, 교육 미참여자가 영농승계인 경우(12.6%)보다 영농승계가 아닌 경우
(21.6%)가 더 많았다. 90일 이상 교육 참여자 비율은 영농승계인 경우 13.4%로 영농승계가
아닌 경우 11.2% 보다 더욱 높았다.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일수는 영농승계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상진(2014)의 농업인 교육 참여 연구에 따르면
창업 농업인이 승계 농업인보다 교육 참여가 활발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시간을 보면,
교육 미참여자 비율은 귀촌자(24.1%)가 귀농자(17.1%) 보다 더욱 높았다. 다만 30일 미만의
단기 교육은 귀농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고 30일 이상의 장기 교육은 귀촌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귀농·귀촌 이전에 예비교육 참여시간의
정도에 따른 귀농·귀촌 후의 교육 참여시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비교육 참여시간이 길수록
귀농·귀촌 후의 교육 미참여율이 낮아졌다. 또한 예비교육 시간이 100시간 이상일 때,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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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이후의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사전 귀농･귀
촌 교육 참여 시간에 따라 교육 참여 일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곽삼근 외(2003)
는 평생학습 참여에서 교육참여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견해와 일치된 결과이다.

<표 6> 귀농귀촌 이전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시간 현황
교육 참여시간
구분
1
～5일 5～10일 10～30일 30～90일
없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5 27 21 23 17
영농승계 비승계 (12.6) (22.7) (17.6) (19.3) (14.3)
여부
승계 (21.1146) (20.1060) (11.580) (19.1023) (17.900)
65 88 55 73 61
귀농/귀촌 귀농 (17.1) (23.1) (14.4) (19.2) (16.0)
여부
귀촌 (24.751) (17.544) (9.306) (18.560) (17.544)
없음 (27.521) (17.347) (14.271) (17.347) (15.291)
귀농
귀촌
이전
1～19시간 (16.91) (23.132) (10.67) (19.116) (14.83)
17 25
8
11
6
예비교육 20～49시간 (24.3) (35.7) (11.4) (15.7) (8.6)
참여시간 50～99시간 20 26 15 14 13
(21.1) (27.4) (15.8) (14.7) (13.7)
100～149시간 (15.172) (17.209) (9.118) (24.271) (17.190)
150시간 이상 (15.264) (14.258) (10.187) (19.335) (24.413)
*p<0.05, **p<0.01, ***p<0.001

(단위: 명, %)
90일
이상
16
(13.4)
59
(11.2)
39
(10.2)
42
(13.5)
16
(8.3)
9
(16.1)
3
(4.3)
7
(7.4)
18
(16.1)
26
(15.4)

합계
119
(100.0)
529
(100.0)
381
(100.0)
311
(100.0)
192
(100.0)
56
(100.0)
70
(100.0)
95
(100.0)
112
(100.0)
169
(100.0)

χ²

(df/sig)
8.675
(5/0.123)
12.028*
(5/0.034)

49.663**
(25/0.002)

귀농·귀촌을 한 이후의 귀농·귀촌인의 특성, 즉 귀농·귀촌 생활기간, 경제활동(생산자 조
직, 영농규모), 지역사회특성(지역내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정도, 지자체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도)에 따른 교육 참여 현황은 <표 7>과 같았다.
귀농·귀촌 이후의 생활기간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를 보면, 교육 미참여자
의 비중은 귀농·귀촌 생활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고, 귀농·귀촌 생활기간이 짧을수록 교육 참
여 비중이 높아졌다.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농업･농촌 생활에의 적응에 교육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
하고 각종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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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귀농귀촌 이후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시간 현황
교육 참여시간
구분
1
～5일 5～10일 10～30일 30～90일
없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90일
이상
33
22
21
49
42
26
3년 이내 (17.1) (11.4) (10.9) (25.4) (21.8) (13.6)
63 76 38 61 56 40
귀농귀촌이후 3~6년 (18.9) (22.8) (11.4) (18.3) (16.8) (12.0)
생활기간 7~10년 20 22 11 14 10 10
(23.0) (25.3) (12.6) (16.1) (11.5) (11.5)
13 6
4
5
11년 이상 (26.167) (26.167) (21.6)
(10.0) (6.6) (8.3)
41 63 47 23
낮음 (27.922) (21.723) (12.1)
(18.6) (13.9) (6.8)
농업 *
29
53
28
35
보통 (12.5) (22.8) (12.1) (20.473) (17.402) (15.1)
전문성
11 17 25 19
높음 (12.137) (16.177) (10.8)
(16.7) (24.5) (18.6)
44
83
61
55
생산자 예 (11.1) (20.9) (15.4) (18.734) (20.814) (13.9)
조직
귀농
활동 아니오 (32.892) (20.563) (8.220) (19.532) (11.326) (8.247)
귀촌 경제
이후 활동
소규모 (29.1056) (21.777) (9.333) (15.568) (14.539) (8.317)
영농 중소규모 19 34 32 44 35 34
규모
(9.6) (17.2) (16.2) (22.2) (17.7) (17.2)
중규모 13 26 18 27 21 15
이상 (10.7) (21.5) (14.9) (22.3) (18.2) (12.4)
80 64 33 45 44 18
지역내 낮음 (28.2) (22.5) (11.6) (15.8) (15.5) (6.3)
귀농귀촌인 보통 41 40 34 45 35 33
모임
(18.0) (17.5) (14.9) (19.7) (15.4) (14.5)
활성화
29
지역
높음 (10.208) (21.406) (9.187) (22.412) (20.370) (15.7)
사회
30 33 42 18
특성
낮음 (25.614) (23.563) (12.5)
(13.8) (17.5) (7.5)
지자체의
56
60
41
38
귀농귀촌인 보통 (18.5) (19.9) (13.6) (20.612) (15.462) (12.6)
지원정도
23
높음 (15.232) (17.279) (9.143) (23.368) (18.285) (15.2)
주)
전문성 자기 평가점수 평균 5점만점에 2.5이하면 낮음, 3.5 초과면 높음으로 분류.
*p<0.05, **p<0.01, ***p<0.001

(단위: 명, %)
합계
193
(100.0)
334
(100.0)
87
(100.0)
60
(100.0)
338
(100.0)
232
(100.0)
102
(100.0)
397
(100.0)
276
(100.0)
355
(100.0)
198
(100.0)
86
(100.0)
284
(100.0)
228
(100.0)
185
(100.0)
240
(100.0)
302
(100.0)
151
(100.0)

χ²

(df/sig)
38.238***
(15/0.001)

38.979***
(10/0.000)
55.419***
(5/0.000)
50.965***
(10/0.000)
36.954***
(10/0.000)
20.440*
(10/0.025)

귀농･귀촌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농업 전문성에 따라 교육 참여 일수를 보면 농업 전문성이
낮게 인식할수록 교육 미참여 비중이 높았고, 교육 참여 일수 30일 이상은 농업 전문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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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하는 귀농·귀촌인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농업 전문성 수준 인식에 따른 귀농·귀촌
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교육에 더욱
많이 참여한다고 것은 마상진(2006, 2014), 최운실(2006), 장은숙 외(2015)의 연구에서 발
견되는 일관된 결과였다.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른 교육 참여 일수의 차이를 보면,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 미참여자의 비중이 11.1%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32.2%보다 낮았다. 또한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할수록 30일 이상의 교육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
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마상진(2006,
2014)의 농업인 교육 참여 연구와 일치된 결과였다.
영농규모에 따른 교육 참여 일수를 보면, 소규모 영농의 경우 교육 미참여 비중이 29.6% 인
데 비해 중규모 이상의 경우 10.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영농규모가 클수록 교육 참여
일수가 많은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영농규모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역시 농업인 교육 참여 연구(마상진 2006, 2014)의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지역 내 귀농귀촌이 모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교육 참여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임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경우(매우 낮음, 낮은 편) 교육 미참여자 비중이 23.2%로 높은 경우
(높은편, 매우 높음)의 교육 미참여자 비중 10.8%보다 높았다. 또한 모임 활성화 정도가 높을
수록 30일 이상의 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지원 정도에
따라서도 교육 참여시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자체의 지원 정도가 낮은 경우(매우 낮
음, 낮은 편) 교육 미참여자 비중은 25.4%인데 비해, 이고, 높은 경우(높은편, 매우 높음) 교
육 미참여자의 비중은 15.2%로 나타났으며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 미참여자의 비중은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90일 이상의 장기 교육에 참여하는 비중
역시 높아졌다.

2.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 분석
교육 참여 관련 요인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와의 피어슨 상관 계수 분석 결과, 귀
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전문성 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 지역 내 귀농･귀촌인 모
임 활성화 정도,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 영농규모,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지원정도, 예비 귀
농･귀촌 교육시간 등의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6)(<표 8> 참조). 앞선 관련 요인에 따른 카이스
퀘어 검증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연수(학력), 영농승계여부와 교육 참여 일수와는 통계적

6) 성별, 영농승계여부, 귀농․귀촌여부, 생산자조직활동 등은 가변인화를 통해 점이연 상관(point biserial correlation)계
수를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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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귀농･귀촌인 나이가 많을수록 귀촌이 많고, 학
력이 높을수록(교육연수가 많을수록) 농업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귀촌보다는 귀농이
영농규모가 컸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생산자 조직활동을 많이 하였고, 귀농･귀촌자 모임은 지
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이 활성화될수록 활발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표 8>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관련 요인들간 상관 계수
사전 귀농
승계 귀농
연령 교육
귀촌
연수 여부 여부 교육
연도 전문성
시간
성별a -.144** -.105**** -.050 .045** -.087* -.014 -.111****
연령
-.153 -.040 .221 -.038** -.042 -.144**
교육연수b
.030 .007** .133 -.059 .333
승계여부
-.122 -.040 .019 .029
귀농․귀촌
-.125** .048 -.026
여부c
사전교육시간
.073* .083*
귀농이후기간
.009
전문성 d
생산자조직
영농규모
귀농인모임
귀농인지원

생산자
조직
활동
-.089*
-.025
-.091**
.093
-.108**
-.053
.051
.076

영농
규모
-.098***
-.134
-.016
.140**
-.299**
.002
.040
.124****
.195

귀농인 귀농인
모임 지원
.075* -.004
-.048 -.055
-.015 -.026
-.034 -.043
-.051 -.014
-.039 .016
.002 -.030
.113**** .065
.133 .000
.066 .029**
.337

교육
참여
일수
-.010
-.010
.035
.026
.024
.120****
-.163**
.223**
.193**
.145**
.174**
.130

주) a: 남=0, 여=1. b: 승계아님=0, 승계=1. c: 귀농=0, 귀촌=1. d: 생산자 조직 활동 하고 있지 않음=0, 생산자 조직 활동
하고
있음=1
*p<0.05, **p<0.01, ***p<0.001

귀농·귀촌인의 개인 특성, 귀농·귀촌 관련 특성들이 각기 다른 요인들의 관계를 배제한 상
황에서 교육 참여일수와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토빗(tobit) 회귀분석7)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는 개인 특성 및 귀농·귀촌 관련 특성 중에 귀농·귀촌 여부,
예비 귀농·귀촌 교육시간,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 농업전문성, 생산자 조직활동 여부, 영농
규모, 지역의 귀농·귀촌 모임 활성화 정도,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도 등과 독립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표 9> 참조). 귀농·귀촌인 중에 귀농인보다는 귀촌인
이, 예비 귀농·귀촌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비교적 최근에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농업전문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생산자 조직활동을 많이 할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지역에 귀
농·귀촌자 모임이 활발하고,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활발할수록 교육 참여가 활

7) 토빗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들의 기본 분포를 보면 성별은 남성이 84.4%, 연령은 53세(표준편차 8.7), 교육연수는
14.3년(표준편차 2.5), 영농 승계자 81.6%, 귀농자 55.1%, 사전교육시간 118.9(표준편차 229.5), 귀농이후기간 4.9년(표
준편차 3.9), 전문성 2.6(5점만점)(표준편차 0.8), 생산자 조직활동 59.1%, 영농규모 소 52.7%, 중소 29.3%, 중 12.7,
중대 4.4%, 대 0.7%, 귀농인모임 활성화 매우낮음 16.1%, 낮은편 24.9%, 보통 33.2%, 높은편 22.0%, 매우높음 3.85,
지자체 지원정도 매우낮음 10.2%, 낮은편 25.2% 보통 43.1% 높은편 19.0% 매우높음 2.5% 등이었음. 구체적인 빈도
는 표 5～7에 제시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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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연수 등의 개인특성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고, 영농승계여부 역
시 관련성이 없었다. 마상진(2006)의 농업인의 교육 참여 요인 연구에 따르면 연령,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취농형태(승계/창업) 등이, 마상진(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 영농경력, 영
농규모, 취농형태 등이 관련성이 특히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영농규모, 생산자활
동여부, 전문성수준,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영농경력) 등에 따라 교육 참여 정도가 달라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인 연구에서와 달리 귀농·귀촌인의 경우 연령, 취농형
태(영농승계여부)에 따른 농업교육 참여 정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 귀농 귀촌인의 교육 참여에 대한 토빗 회귀분석 결과
변인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성=0)
0.
5
138
0.2772
개인 연령
0.0142
0.0118
특성 교육연수
0.0201
0.0418
귀농 영농승계여부(비승계=0)
0.
2
635
0.2361
귀촌
귀농
․귀촌여부(귀농=0)
0.
4
403
0.1989
이전 예비 귀농 귀촌 교육시간
특성
0.0009
0.0004
귀농․귀촌 이후 생활기간
-0.1415
0.0247
농업전문성
0.
5
950
0.1179
귀농
생산자
조직활동(안함=0)
0.
7
397
0.1933
귀촌
이후
0.2623
0.1066
특성 영농규모
귀농․귀촌모임 활성화 정도
0.3515
0.0888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 정도
0.2398
0.1000
상수
287.0033 49.7059
Sigma
2.1016
0.0639
주) LR Χ2(12) = 125.07 Prob>Χ2 = 0,000 Log likelihoo = -1167.28, Pseudo R2 = 0.0508

t
1.85
1.20
0.48
1.12
2.21
2.39
5.74
5.05
3.83
2.46
3.96
2.40
5.77

p
0.064
0.229
0.632
0.265
0.027
0.017
0.000
0.000
0.000
0.014
0.000
0.017
0.000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귀농·귀촌 전 준비 교육에 대한 참여시간이 많고, 스스
로의 농업전문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활발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준
비 교육 시간이 많고, 자신의 농업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는 귀농･귀촌인일수록 교육 참여 일수
가 많았다. 이 연구 결과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향후 교육에 더욱 많이
참여한다거나(곽삼근 외, 2003), 영농경력 많고,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이 높을수록 교육에 더

100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8권 제2호 (2016. 6)

욱 많이 참여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마상진, 2006, 2014; 장은숙 외, 2015; 최운실, 2006)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성인 교육에서의 교육 참여 기회의 양극화(현영섭 2012) 현상 원
인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교육에 참여
하게 되고, 역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다. 귀농·귀촌 이전에 준비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귀농·귀촌이후 농업교육 참여
가 적을 수 있기에, 준비되지 않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참여 확대 노력이 세심히 고려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의 귀농·귀촌인 모임이 활성화는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와 관련성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귀농·귀촌 지역의 귀농･귀촌인 자치 모임이 활발할수록 귀농·귀촌인의 교
육 참여 일수가 많았다. 이는 조직 활동 유무, 단체활동 참여 유무, 소속감 및 인간관계 유지에
따라 교육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마상진, 2014; 임언, 2006; 장은숙 외, 2015)들
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의 활성화 정도도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와 관련성이 높았다.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개개인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자치 모임의 활성화가 중요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모임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교류하고, 무슨 활동들을
하며 그 속에서 어떠한 소속감과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것이 교육 참여로 이끄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신규 귀농·귀촌인에게서 더 활발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최근에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오래 전에 귀농·귀촌한 사람보다 교육 참여 일수가 많
았다. 기존의 농업인 교육 참여 연구(마상진, 2004, 2014)에서도 영농 경력이 적은 층에서 농
업교육 참여가 활발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귀농·귀촌
초기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정착에 필요한 중요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귀농·귀촌 정착 초기단계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생산자 조직활동을 할수록 더 활발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참여한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가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보다 많았다. 이는 기존의 농업인 교육 참여 연구(마상진, 2004, 2014)와 일치하는
것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협회 등의 생산자 조직 활동을 통해 공동의 경
제활동 뿐 아니라, 상당수 교육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생산자 조직 활
동은 공식적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 친목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기회를 제공
해 준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지역사회에 연착륙의 중요한 경로로 생산자 조직의 활용 가능
성을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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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기존 농업인의 교육 참여, 일반 성인의 교육 참여 특성
과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 참여에 성(김주섭 2002; 마상진, 2006, 2014), 연령
(곽삼근 외, 2003; 마상진, 2006, 2014; 임언, 2006), 학력(마상진, 2006, 2014; 손준종
2006; 장원섭 2002), 영농승계여부(마상진, 2006, 2014)에 따라 교육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영농승계여부에 따라 교육 참여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Henry와 Basile(1994)가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생활의 변화는 교육 참여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듯이, 귀농·귀촌이란 거주 장소와 주 경제활동 분야의 거대한 변화가
동반되는 행위이기에 교육 참여 관련 요인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를 수 있다.
이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에 있어 특히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
특성 보다는 귀농·귀촌이후 처한 다양한 지역, 경제적 환경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특성을 처음으로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제한된 변
인을 가지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의 귀농·귀촌인 추적조사 원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관련 요인 중에 일부만이 분석 모델에 포함되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참여동기, 교육에 대한 심리
적 부담 정도 등), 교육기관에 대한 특성(시설, 위치, 수강료 등), 교사 및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요인을 함께 고려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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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to-Rural Migra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Sang-Jin Ma ․ Kyung-In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rban-to-rural migra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s
urban-to-rural migrants survey(2015),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As results, this study made
following conclusions: urban-to-rural migrants’ education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pre-migration
education hour and their perception of agricultural professionality; the vitality of local urban-to-rural
migrants’ meeting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had relationship with their participation in
education; new urban-to-rural migrants and those who have a membership of producer-organization
were more active participants in education; gender, age, school year, and farm successor or not were
not the related variables of education participation while preceding studies suggested their
relationship. In addition, future study on urban-to-rural migrants’ education participation including
psychological variables(educational motive, psychological burden), and other educational
variable(institute, instructor, program) was suggested.
※ Key words: Urban-to-Rural Migra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

